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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Unique, invaluable, reliable, Le monde
diplomatique is wonderful news for those
who hope to understand the world or
change it for the better”
- Noam Chomsky

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
어떤 매체인가
전 세계 27개 언어, 84개 국제판으로
동시에 발행하는 지성지

● “진실을, 모든 진실을,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”라
는 언론관으로 유명한 프랑스 일간지 <르몽드>의
자매지이자 국제관계 전문시사지인 <르몽드 디
플로마티크>는 1954년 창간한 이래, 국제 이슈에
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참신한 문제제기로 인류
보편의 가치인 인권, 민주주의, 평등 박애주의, 환
경보전 등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국제 월간지입니
다.

●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가 ‘세계의 창’이라고 말

한 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는 미국과 유럽, 일본,
중국,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정치·경제적 역학
관계는 물론, 아시아, 아프리카, 아랍, 중남미 등
제3세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
습니다. 또한 세계은행, 세계무역기구(WTO), IMF,
UN, NATO, ASEA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다각도의
진단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

5대양 6대주에서 250만부가 발행되는 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의
성공은 인쇄매체의 퇴조 경향의 세계 언론사에서 이례적 현상으
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
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는 유럽의 석학들을 비롯, 전 세계의 유명
필진들이 참여합니다. 이냐시오 라모네를 비롯해 프랑스 당대의
석학인 레지스 드브레, 자크 데리다, 미셀 푸코, 알랭 바디우, 알랭
투랜, 자크 사피르, 피에르 부르디외, 펠릭스 가타리, 마크 페로, 베
르나르 카생, 영국의 에릭 홉스봄,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, 노암 촘
스키, 갈 브레드, 하워드 진, 인도의 반다나 시바와 로렌스, 필리핀
의 월든 벨로, 슬로베니아의 슬라보예 지젝 등 세계 석학과 유명
필진이 다양한 의제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.
한국판은 2008년 10월 창간한 뒤, 빠른 속도로 우리 지식인 사회
의 필독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한국판은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
티크와 온/오프라인 독점 판권 계약을 맺어 원판에서 엄선한 번역
기사 80%와 한국판 편집진이 기획, 취재한 기사 20%가 게재됩니
다. 한국판은 매월 24~26개의 기사가 원고(200자 기준) 1200매
의 분량으로 채워지며, 기사당 길이는 원고량 35~70매에 달합니
다. 한국기사는 한국 지식인사회의 담론,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,
대학가 및 출판 문화계의 소식, 그리고 주요 유력인사들에 대한 인
터뷰를 다룹니다.
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, 인류보
편의 가치인 인권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면서, 개혁
과 변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성인과 민주시민의 진정한 벗이 될
것입니다. 특히 미국 등 앵글로색슨 중심의 국제뉴스와는 확연히
다른 신선한 시각을 안겨줄 것입니다.

재구독율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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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독자 중 남성(64%)이 여성(36%)
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
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구매력이 높은
30대가 37.4%로 가장 많고, 이어 20
대 35.7%, 40대 20.3%의 순으로 고루
분포되어 있습니다.
직업별로는 전문/경영직, 사무직, 학생
층이 균등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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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자소득 월 400 만 원
이상 독자 47.2%

<르 디플로> 독자의 가구당 월 소득은
약 절반(47.2%)이 400만 원 이상이며,
특히 이 가운데 월 600만 원 이상은
25.3%, 1,000만 원 이상은 7.0%에 달
해 고소득자들이 열독하고 있는 것으
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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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
독자는 누구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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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자 연령

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독자의 30% 정
도는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,
이는 지구촌 소식에 목말라 있는 지식
인층이 애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
합니다.

해외 거주 경험이
있는 독자 30%

지면 대부분 또는 모든 기사를 읽는다
는 독자가 74%에 달할 정도로 열독률
이 높습니다. 한 번 읽고 마는 여타 신
문과는 달리, <르 디플로>는 독자들이
한 달 내내 수시로 읽는 열혈 독자들
이며 <르 디플로>에 게재되는 광고는
다른 어떤 광고보다 독자 노출도가 절
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.

다른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
탁월한 콘텐츠의 만족감

독자들이 <르 디플로>를 보는 이유로 42.4%가 ‘석학들의
깊이 있는 분석’을, 25.1%가 ‘미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난
시각’을 들었습니다. 이밖에 19.0%가 ‘국내 언론과 다른 시
각’을, 기타 사유로는 ‘연구·공부에 도움’이 되기 때문이라
고 답했습니다.
“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”고 답한 독자들이 87%에 달
할 정도로 <르 디플로>는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매체일 뿐
아니라, 정기 독자의 70%가 “재구독하겠다”고 응답, 다른
언론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충성도를 보
이고 있습니다.
<르 디플로> 독자의 가구당 월 소득은 약 절반(47.2%)이
400만 원 이상이며, 특히 이 가운데 월 600만 원 이상은
25.3%, 1,000만 원 이상은 7.0%에 달해 고소득자들이 열
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독자의 30% 정도
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, 이는 지구촌 소식에 목
말라 있는 지식인층이 <르 디플로>를 애독하고 있다는 사
실을 의미합니다.

“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픈 신문”
“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를 읽고 개인적으로 중요한
기사를 스크랩하고 정리했다. 특히 이 매체에는 국
제 정치, 사회, 문화와 관련한 특집 기사가 매우 많
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꼭 추천
해드리고 싶다.”
-2013년 국립외교원 최연소 합격자 최서희 인터뷰
“<르 디플로마티크>는 진정한 미디어로 사회운동세
력들이 참고하는 핵심매체다.”
-자크 데리다
“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는 세계를 읽는 창이다.”
-노엄 촘스키
“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야말로 지식인들이 반드시
찾아 읽어야 할 매체다.”
-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,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
“빠른 시간에 통찰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데는 <르몽
드 디플로마티크>만한 매체가 없다. 언론사 준비생
들에게 강력 추천한다.”
-C일보 합격생
“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의 국제정치적 통찰력은 압
도적이다. 통일 외교 관련 칼럼을 쓸 때 반드시 참고
하는 매체다.”
-강태호 <한겨레>선임기자
“정파를 뛰어넘는 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의 날카로
운 진단과 대안 제시는 우리 언론계가 꼭 본받아야
할 덕목이다.”
-우병현 <조선경제i> 총괄이사

다른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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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
함께하는 네트워크

<르 디플로>는 전통적인 종이매체 뿐
아니라, 온라인에서 독자들과 소통도
활발히 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뉴스
검색 제휴와 및 뉴스스탠드 제휴를 통
해 실시간으로 독자들과 만나며, 열띤
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
트위터와 페이스 등 SNS 공간에서도 <
르 디플로>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. 르
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고급콘텐츠는 사
실상 경쟁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
접속 기록을 남기면서 사이버 공간에서
의 담론과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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